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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공정한 전환’의 주장을 주도해 온 체코의 에너지 정책 전
략과 대응 사례를 분석하였다. 체코는 EU 및 신기후체제 등 외부로부터의 
기후변화 정책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 정책 및 지방정부 지원의 방
식으로 대응하는 국가중심 복합전략 사이클 정책 전략을 수립하여 이행해 
왔다. 체코는 주어진 에너지 환경과 소비 상황을 적극 검토하여 에너지 믹스
를 선택함으로써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에너
지 전환을 맞이하는 지역의 상황을 검토하여 지방정부와 중앙 간 이해 조정
과정을 거쳐 왔다.

본고에서는 체코의 사례를 통해 ‘공정한 전환’의 학술적, 사회적 개념을 
분석하였다. 신기후체제로 이어지며 전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이 진전되는 현 
상황에서, ‘공정한 전환’은 제도적 민주성, 이해관계자 참여의 당위성, 전환정
책의 공정성에 초점이 주어져야 하며, 구체적으로 전환 이행 시 대상이 되는 
지방정부, 기업과 실직자 등이 대화의 당사자가 되어야 함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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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Ⅰ. 서론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기후변화 대응 이슈를 선도하는 지역이

다. EU는 기존 교토체제 하 기후변화 대책으로 2020년까지 1990년 기준 20%
의 GHG 방출을 감소하는 목표를 설립하였다. 이 목표는 EU 배출권거래제
(ETS: Emissions Trading Scheme)와 the Effort Sharing Decision (ESD)으로 구성
되며, 체코는 EU-wide cap1)의 일원으로서 2020년까지 2005년 기준 21%의 온
실가스 감축과 ETS 이외 섹터에서 ESD caps 충족을 위해 14% 온실가스 감
축을 이행해야 한다. 나아가 2015년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Parties)에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타결됨에 따라 이제 
당사국들은 신기후체제(new climate regime)의 새로운 장에 대응하여야 한다. 
동 협정의 장기목표로는 ①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보
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키로 하고,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
을 추구’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별 ② 온실가스 감축량은 각국이 제출한 자
발적 감축목표(INDC)를 그대로 인정하되 2020년부터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함과 동시에, 정기적인 이행 상황 및 달성 경과보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1) EU-wide cap은 EU 배출권 거래제의 1단계 및 2단계 기간(2005년-2012년) 동안 
EU전체 한도에서 회원국이 국가할당 계획(NAP: National Allocation Plans)을 총액
에서 나누어 상향식 결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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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종합적 이행 점검 시스템을 도입해 2023년에 최
초로 실시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으며, ③ 차별적인 책임 원칙에 따라 감축
목표 유형은 선진국은 절대량 방식을 유지하며, 개도국은 자국 여건을 감안
해 절대량 방식과 배출 전망치 대비 방식 중 채택하도록 했다.2) 

교토체제에 대한 반성과 신기후체제의 출범을 앞둔 여러 국가들은 기존
의 기후변화체제가 가진 모순에 주목하였다. 기후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
치는 국가들은 환경 관련 국제규범을 등한시하며 책임에서 제외되어 왔고, 
환경-사회-경제를 매개한 논리에서 탄생한 탄소배출권거래제 등의 교토메커
니즘은 나름의 전향적 전망과 한계를 동시에 드러냈다. 이에 파리협정을 시
작으로 출범하는 신기후체제에서는 제도적 보완과 적용범위의 확대, 이해관
계 행위자의 참여 체제가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상
황에서 2018년 폴란드에서 개최된 COP24에서 당시 제시되었던 ‘공정한 전환
(Just Transition)'의 논의와 제도화를 위한 학술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공정한 전환’의 주장을 주도해 온 중동부 비세그라드 국가(V4: 
Visegrád Cooperation) 그룹인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중 체코의 사
례를 통해 전략과 실제를 분석하였다. 국가와 지자체에 주어진 에너지 환경
과 소비 그리고 EU 및 국제체제(신기후체제), 외부로부터의 기후변화 정책 
압력에 대해 체코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에너지 정책 변화와 
기후변화 문제 책임성 및 지역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사례를 통해 검토한다. 
COP24에서는 ‘연대와 공정한 전환 실레지아 선언(Solidarity and Just Transition 
Silesia Declaration)’이 공식 채택되었다. 동 선언 내 제시된 ‘공정한 전환’은 저
탄소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직인구 등 기후 취약계층을 
사회적으로 포용해야 한다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3) COP24에서 이러한 주
장이 제기된 배경에는 개최지의 역할이 컸다. 폴란드 등 중동유럽 지역은 유
럽 내 상당량의 석탄 매장량이 부존하며, EU의 기후변화 정책을 조화하기 
위한 과정에서 취약계층, 사양산업 그리고 쇠퇴하는 지자체의 문제를 고스
2) 외교부, “기후변화체제,” 

http://www.mofa.go.kr/www/wpge/m_20150/contents.do (검색일: 2019. 6. 12).
3) 외교부, 「[보도자료]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 폐막」 (외교

부, 2018),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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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히 떠안고 있다. 특히 V4 국가들은 자국의 환경을 고려한 에너지 전환을 
원하여, EU에 대해 공동대응하며 외부 국가와의 에너지 협력을 지속하는 등 
국가 중심의 복합전략 사이클 에너지 정책을 고수해 왔다. 그간의 기후변화 
문제점이 선진국들의 역사적 책임성 고취와 환경문제에 있어서의 시급성에 
집중되어 왔다면, 신기후체제 시기를 맞이하며 에너지 전환의 공정성에 관
한 제도적 민주성, 이해관계자 참여의 당위성, 전환정책의 공정성에 초점이 
주어져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선 신기후체제의 주요 이슈와 공정한 
전환의 개념을 고찰한다(2장). 그리고 본고는 체코의 에너지 정책 변화과정, 
그리고 체코의 주어진 에너지 환경을 고찰하며(3장), 체코의 에너지 전환 과
정과 관한 대응 사례에 관하여 분석하였다(4장).

Ⅱ. 신기후체제와 공정한 전환 
1. 신기후체제의 주요 이슈

2015년 12월 12일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COP21에서 파리협정이 채택되
었다. 동 협정이 2016년 11월 4일 발효됨으로써 포스트교토 체제라 불리던 
불확실성의 시기가 종료되고 신기후체제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다. 

[표 1]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의 비교표
구분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목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1차: 5.2%, 2차: 18%) 2℃ 목표 / 1.5℃ 목표 달성 노력

범위 주로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
온실가스 감축만이 아니라

적응, 재원, 기술이전, 역량배양,
투명성 등을 포괄

감축 의무국 주로 선진국 모든 당사국
목표 설정방식 하향식 상향식
목표 불이행 시 징벌적 비징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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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환경부4)

기존 UNFCCC의 기본 원칙은 ①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및 능력에 입각한 
의무부담의 원칙(온실가스 배출에 역사적인 책임이 있으며 기술ㆍ재정 능력
이 있는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 ② 개발도상국의 특수사정 배려의 
원칙, ③ 기후변화의 예측, 방지를 위한 예방적 조치 시행의 원칙, ④ 모든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보장 원칙 등을 규정해 왔다.5) 파리협정은 포스
트 교토 체제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되어왔던 감축 목표와 범위를 조정하였
을 뿐 아니라, 감축의무국 범위를 전체 당사국으로 확대하였으며 참여 행위
자 또한 국가 중심에서 기후변화에 관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위자로 진전시
켰다. 파리협약은 당사국의 자발적 참여와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상향식 전
개방식을 채택하였다. 즉, 각 당사국이 자국의 환경과 상황을 고려하여 자발
적으로 스스로의 목표를 규정하고, 목표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라도 처벌하
지 않는 방식이다. 이 목표를 파리협정에서 국가결정기여(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라 정의하였다. NDC는 당사국의 감축(mitigation), 적
응(adaptation) 목표와 재원(finance), 기술(technology), 역량배양(capacity building)
의 수단, 그리고 이의 이행 과정에서의 투명성(transparency) 등 6개 분야를 다
루고 있다. 당사국은 NDC를 제출할 의무를 부여받지만, 그 내용과 목표의 
이행에 관해 법적 구속력을 면한다. 하지만 이어진 후속 실무 협상에서 위 
4) 환경부, “교토의정서 이후 신 기후체제 파리협정 길라잡이,”  

http://www.me.go.kr/home/file/readDownloadFile.do?fileId=130470&fileSeq=1 (검색일: 
2019. 6. 12).

5)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협약(UNFCCC)에 대해,” 
http://www.keei.re.kr/main.nsf/index.html?open&p=%2Fweb_keei%2Fpendingissue.nsf%2
Fxmlmain%2F16DA1C733740C7C24925787A00276635&s=%3FOpenDocument%26menuc
ode%3DS1. (검색일: 2019. 6. 12).

징벌 여부 (미달성량의 1.3배를 다음 
공약기간에 추가)

목표 설정기준 특별한 언급 없음 진전원칙
지속가능성 공약기간에 종료 시점이 있어

지속가능한지 의문
종료 시점을 규정하지 않아

지속가능한 대응 가능
행위자 국가 중심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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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사항에 관한 다양한 이견(異見)이 이어져 왔다. 현재까지의 NDC 추가 
지침 의제의 핵심쟁점은 ① NDC의 범위(scope)와 이에 따른 지침 (guidance)
의 범위, ② 차별화(differentiation)의 반영 방식 및 개도국에 대한 유연성 
(flexibility) 부여 방식, ③ 감축 NDC 지침의 적용시기(2026년 또는 2031년) 등
이다.6) 파리협약 이후 두 차례의 당사국총회가 개최되었으며, 4차례의 후속 
실무협상이 개진되었다.

[표 2] 파리기후협정 후속협상 전개와 주요내용

6) 최원기, 『주요국제문제분석』, 3쪽.

일시 내용

2015.12.12
[프랑스, 파리]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 21)에서 파리협정
(Paris Agreement) 타결 
- 2020년 이후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기후체제’합의문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최종 채택 

2016.5.16 - 
26

[독일, 본] 후속 협상회의(APA 1, SBSTA 44, SBI 44) 개최 
-  신기후체제의 기본원칙들을 실제로 작동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제
도적 이행방안, 즉 파리협정 이행방안(PAWP: Paris Agreement Work 
Program)에 대한 논의를 시작 

2016.11.4
파리협정(Paris Agreement) 발효 
-  파리협정 발효 요건인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55% 이상을 차지하는 
55개 국가 이상 비준이 10월 5일 충족됨에 따라 30일 후인 11월 3일 파
리협정이 공식 발효 

2016.11.7. 
- 19

[모로코, 마라케시] 제22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 22) 개최 
- CMA 1, CMP 12, APA 1.2, SBSTA 45, SBI 45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파리협정 이행방안(PAWP: Paris Agreement Work Program)마련을 위한 
후속협상 시한을 2018년 말 제24차 당사국 총회(COP 24)로 설정 

2017.6.1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 기후협정 탈퇴 선언 
-  미국의 NDC(2005년도 기준 2025년까지 26~28% 온실가스 감축계획
의 이행중단 및 기후변화 국제기구 분담금) 이행을 중단하겠다고 공표했으
나, 트럼프 대통령 재임기간 국제법적으로 미국의 파리협정 당사국 지위는 
유지 

2017.5.6. - 
18

[독일, 본] 실무 협상회의(APA 1.3, SBSTA 46, SBI 46) 개최 
-  의제별로 비공식 협의(Informal consultation)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비공식 협의를 주재한 공동의장(Co-facilitators)이 제시된 의견을 목록화·
범주화한 비공식 노트(Informal note)를 작성하여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 

2017.11.6. [독일, 본] 제2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 23)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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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최원기7)

특히 폴란드 카토비체(Katowice)에서 개최된 COP24에서는 개도국 중심의 
국가 그룹이 파리협정의 구체적 이행방안과 신기후체제 내 ‘공정한 전환’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파리협약의 이행에 대한 개도국
의 참여와 책임성이 제고된 데 따른 ‘공정성’과 ‘정의로움’에 대한 사회적 해
석을 필요로 한다. 이들은 파리협약의 목표를 감당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은 
에너지 생산과 소비 전 과정에서 전환을 경험해야 하는데, 이때 취약계층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교토체제 참여 행위자가 
국가 중심이었던 데 반해, 파리협약은 국제기구, 기업, NGOs 등 다양한 이
해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COP24에서는 에너지 전환 시 취약지
역의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이는 기후변화 협약의 의무사항을 수행하기 위
해 중앙정부가 수립한 에너지정책과 지역사회의 산업 붕괴, 실업 증가 등에 
의한 경제논리의 첨예한 다툼에서 사회적 포용을 염두에 둔 전환을 지향하
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민주적 방식에 
의해 제시하고 대안적 전환경로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 개념이

7) 최원기, 「파리 기후협정 후속협상: 2018년 5월 회의 평가 및 향후 대응방향」,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18-20호 (2018), 3쪽.

-18
- CMA 1.2, CMP 13, APA 1.4, SBSTA 47, SBI 47 회의가 진행되었으
며, 주요 의제에 대한 당사국들의 개별 입장과 이견을 모두 담은 비공식 
노트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의장국 피지의 역할을 평가하여 ‘피지 모멘텀
(Fiji Momentum)’으로 제시 

2018.4.30. 
- 5.10

[독일, 본] 실무 협상회의(APA 1.5, SBSTA 48, SBI 48) 개최 
- NDC 추가지침, 투명성 체계, 재정지원 등 주요의제에 대한 선진-개도국 
간 입장차이가 첨예해진 상황에서 6개 APA의제에 관한 비공식 노트(165p)
를 도출 

2018.8.31. 
- 9.8

[태국, 방콕] 추가 협상회의(APA 1.6, SBSTA 48.2, SBI 48.2) 개최 예정 
- 5월 실무 협상회의에서 12월 COP 24에서의 협상 완료를 위해서는 추가
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 추가 협상회의를 9월 방콕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2018.12
[폴란드, 카토비체] 제2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 24) 개최 예정 
-  현재 진행 중인 파리협정 이행방안 관련 후속협상 타결 및 파리협정 이
행방안(PAWP) 최종안 채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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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8) COP24 총회에서 개최된 IPCC 탈라노아 대화(Talanoa Dialogue)에서 제시
된 공정한 전환 관련 결정문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COP24는 탈
라노아 대화의 논의 결과를 이것이 불러올 수 있는 더 큰 신뢰, 용기 및 강
화된 포부에 대해 인지하며, 기후행동 강화를 위한 협상 비당사자들
(Non-Party Stakeholders)의 노력을 인식하여야 하며, 둘째, 결정문 37조는 다음
의 내용을 기술하였다. 즉, 당사국들이 국가결정기여를 준비하는 과정 및 
2020년까지의 관련 목표 상향을 위해 탈라노아 대화의 논의 결과를 고려하
도록 권유한다.9) 에너지 취약계층과 에너지 전환에 따른 사양산업 집중 지
역의 비당사자들의 참여가 총회 내 대화에서 제시됨으로써 향후 논의의 관
심 대상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 공정한 전환의 개념

‘공정한 전환’이란 개념의 연대별 주장은 다음과 같다. ‘공정한 전환’은 환
경사회적 운동의 일환으로 1970년대 미국의 석유·화학·원자력 노조(Oil, 
Chemical and Atomic Workers, OCAW)원인 토니 마조치(Tony Mazzocchi)의 제
안에서 출발하였다. 그는 지속가능한 경제 체제에서 석유, 화학, 원자력 노동
자들이 설 일자리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안전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
법으로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보상, 
교육, 재훈련의 기회를 지원하는 ‘노동자를 위한 슈퍼펀드(Superfund for 
Workers)’를 제안하였는데, 이 펀드는 노동자들이 학교로 돌아가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체제에서 창출되는 새로운 일자리
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10) 이후 기후정의연합(Climate Justice 

8) 김현정·임석준·안상욱, 「에너지 부문 ‘공정한 전환’을 위한 폴란드의 국가 중심 
에너지정책 전략」, 『EU연구』 52호 (2019), 82쪽.

9) 이클레이(ICLEI) 한국사무소, “[기후변화][COP24] 지방정부를 위한 주요 
논의결과,” 
http://www.icleikorea.org/board/board.htm?cmd=view&board_no=2174&board_gbn=100
&search_gbn=&search_word=&amd=lowcarbon&preface=53&category_gbn=&focus_gubu
n=yes. (검색일: 2019. 6. 12).

10)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기후변화와 정의로운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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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iance)이 제시한 ‘공정한 전환’ 원리는 다음과 같다. 동 연합 내 부엔 비비
어(Buen Vivir)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해서 잘 살게 되
는 것을 추종하지 않으며, 전 세계의 노동자, 지역 주민, 여성 및 원주민은 
깨끗하고 건강하며 적절한 공기, 물, 토지, 음식, 교육 및 보호소에 대한 기본
적인 인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공동체 내 서로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를 고려
해야 하며, 사람들, 공동체 및 자연의 권리는 개인의 권리를 대변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11) 

[표 3] 비비어(Vivir)가 제시한 ‘공정한 전환’의 주요항목

http://www.klsi.org/content/%EA%B8%B0%ED%9B%84%EB%B3%80%ED%99%94%
EC%99%80-%EC%A0%95%EC%9D%98%EB%A1%9C%EC%9A%B4-%EC%A0%84%
ED%99%98 (검색일: 2019. 6. 12).

11) Climate Justice Alliance, "What Do We Mean By Just Transition?” 
https://climatejusticealliance.org/just-transition/ (검색일: 2019. 6. 12).

항목 내용

의미있는 작업

공정한 전환은 인간 잠재력 개발에 중점을 두고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역량과 관심사를 배우고 성장하며 발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임. 우리는 모두 태어난 리더이며, 재생 경제는 리더십을 지원하고 육
성하는 과정임.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 우리 사회, 공동체 전
체를 변화시키고 있음. ‘의미있는 작업’의 과정은 삶을 증명
(life-affirming)하는 일임.

자기결정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직장을 포함한 지역 사회에서 민주적인 통치제도가 필요
함. 공동체는 생산자 및 소비자로서 서로의 관계에서 공동체의 경제를 
형성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함. 우리에게는 자결권이 있으며, 이 자
결권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세계를 실현하는 가장 훌륭한 도구 중 하나
임. 최첨단(frontline) 노동자 및 뒤쳐진(fenceline) 공동체까지 추출 경
제(extractive economy)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탄력적 
해결책을 가진 리더십 내에서 회복력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함.

자원 및 전력의 
적절한 재분배

우리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로울 수 있는, 새
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공정한 전환은 인종, 계급, 성별, 이민자 
신분 및 기타 형태의 억압에 근거하여 현재 및 역사적인 사회 불평등에 
대항하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변화시킬 수 있도록 작용하여야 함. 공
정한 전환은 이러한 불평등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지역 및 경제 부문의 
재생을 위해 자본과 자원을 되찾기 위해 투쟁하는 과정임.

재생 생태경제학 공정한 전환은 생태적 탄력성을 향상시키고, 자원 소비를 줄이며,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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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limate Justice Alliance12)

Vivir는 ‘공정한 전환’이 고려해야 할 주요 항목들을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의미있는 작업(Meaningful Work), 둘째, 자기결정(Self 
Determination), 셋째, 자원 및 전력의 적절한 재분배(Equitable Redistribution of 
Resources and Power), 넷째, 재생 생태경제학(Regenerative Ecological 
Economics), 마지막으로 문화와 전통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캐나다노동조합연맹(Canadian Labour Congress)이 제기하는 ‘공정한 전환’은 
다음의 요소들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첫째, 공정함(Fairness)으로 공정한 전환
이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고용주가 공장(산업) 문을 닫을 때 노동자와 그 
산업에 의존하고 있던 공동체를 정당(공정)하게 처우하는 것이며, 이것은 도
덕적으로, 정치적으로 필수적인 것이라 하였으며, 둘째, 재고용 또는 대체 고
용(Re-employment or alternative employment)의 측면으로 공정한 전환의 주요 
목표는 임금, 혜택, 노동기간의 손실 없이 고용이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일자리는 최소한 보전할 가치가 있는 일이어야 하며, 셋째, 보상
(Compensation), 즉 고용의 지속성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당한 보상은 대체
수단이라 할 수 있고, 넷째, 지속가능한 생산(Sustainable Production), 공정한 
전환의 핵심은 더 지속가능한 생산 수단과 그것을 지지할 수 있는 서비스 
부문으로의 이동(전환)이 전제되어야 하고, 다섯째, 프로그램(Programs) 항목
12) Climate Justice Alliance, "What Do We Mean By Just Transition?” 

https://climatejusticealliance.org/just-transition/ (검색일: 2019. 4. 20).

다양성과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복원하고, 우리 공동 복지의 생태적 기
초를 침해해 온 자본주의를 포함한 착취 경제를 약화시킴. 이를 위해서
는 경제적으로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식량 시스템, 지역 청정에
너지 및 소규모 생산물을 구축하여 주요 생산 및 소비를 재 지역화
(re-localization)하고 민주화해야 함. 이것은 또한 다른 사람들을 희생
하여 잘 살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생산을 의미함.

문화와 전통

자본주의는 많은 지역 사회에 경제적 생존을 위해 문화와 전통을 희생 
시키도록 강요해 왔음. 또한 신성한 땅을 훼손하고 파괴해 왔음. 공정
한 전환은 모든 전통과 문화에 대한 포괄적인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경제에 필수적이라 인식해야 함. 또한 자본주의, 식민
지주의, 가부장제, 대량 학살 및 노예제도에 의해 약탈 혹은 파괴된 땅
에 대한 배상을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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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공정한 전환은 사안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발생하는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적합한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13)

이와 같이 전개되어 온 ‘공정한 전환’의 개념은 기득권과 반기득권, 선진
국과 개도국, 주류계층과 소수집단 간의 갈등 측면에서 정의되었다. 기존의 
교토메커니즘 하 운영되었던 탄소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한 시장 기반 인센티
브 전략은 경제-사회-환경을 매개한 지속가능발전 전략으로 해석되어 왔으
나, ‘공정한 전환’을 주장하는 이들은 불행히도 이는 자연이 자본에 종속되는 
결과로 종결될 것이라 보고 있다. 탄소배출권거래제의 예만 하더라도, 거래
비용(transactions costs)이 실제 감축비용(abatement costs) 보다 크며, 부속된 청
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시행 시 개도국은 복잡한 관
련 협상에 관한 기술, 전문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피착취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14) 배출권 크레딧 획득을 위한 시설이 반드시 필요
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되는 경우가 허다하였으며, 고도의 기술과 금융지
식이 접합한 산업으로 재편되어 이에 참여하지 못하는 구성원이 다수였다. 
이에 신기후체제는 경제-사회-환경을 매개하는 메커니즘에서 배분과 공정을 
책임질 수 있는 민주적 체제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소수집단, 사회적 약
자를 배려할 수 있는 제도가 우선순위에 놓여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기존의 
에너지 전환은 기후위기를 단지 ‘탄소위기’로 축소시켜 왔으며, 지배적인 파
괴, 덤프 경제 등 자원 집약적 산업 생산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경제에 도전
하지 않고 탄소 배출량 만 처리한다고 해서 실제 위기가 해결되는 것은 아
님을 직시해야 한다.15) 정당한 전환, 공정성이 담보된 전환이 우선시되어야

13)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기후변화와 정의로운 전환,”
http://www.klsi.org/content/%EA%B8%B0%ED%9B%84%EB%B3%80%ED%99%94%
EC%99%80-%EC%A0%95%EC%9D%98%EB%A1%9C%EC%9A%B4-%EC%A0%84%
ED%99%98 (검색일: 2019. 4. 20).

14) Larry Karp and Xuemei Liu,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and its Controversies,” 
Advances in the Economics of Environmental Resources, Vol. 3 (2000), pp.9-13.

15)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기후변화와 정의로운 전환,”
http://www.klsi.org/content/%EA%B8%B0%ED%9B%84%EB%B3%80%ED%99%94%
EC%99%80-%EC%A0%95%EC%9D%98%EB%A1%9C%EC%9A%B4-%EC%A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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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사회 전체가 참여하여 전지구적 차원의 신기후체제가 진행될 수 있을 것
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공정한 전환’을 에너지 정책의 전략적 입장으로 취하
고 있는 체코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체코는 UNFCCC 및 EU가 이끄는 신기
후체제를 받아들이면서도 지방정부의 공정한 전환에 조응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을 펼쳐왔다.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복합사이클 전략을 이행하고 있
는 체코의 에너지 정책 변화와 시행 사례에 관하여 3장과 4장을 통해 검토
하였다.

Ⅲ. 체코의 에너지정책 및 생산-소비 현황 
1. 체코의 에너지정책: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복합사이클 전략

2004년 EU에 가입한 체코는 이전 시기 중앙집중적 경제전략 내 한 부분
이었던 에너지 정책을 미래 전략적 측면을 고려하여 정책문서로 제시하였
다. 체코에서 에너지 영역을 담당하는 산업통상부(the Czech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는 미래 산업 변화에 따른 에너지 정책을 발표해 왔다. 체
코정부는 에너지 영역에서 ‘에너지 안보(energy security)’, ‘독립성
(independence)’ 그리고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라는 세 가지 우선순위를 
염두에 둔 정책전환을 추진하고 있다.16) 일반적으로 ‘독립성’이란 개념은 나
머지 두 요소에 비해 에너지 정책에서 흔히 쓰이는 용어가 아니다. 체코정부
는 공식문서임에도 ‘독립적 에너지 섬(independent energy island)’이라는 표현
을 통해 에너지 자원에 대한 국가의 자급자족과 비축, 국내 생산 에너지에 
대한 집중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17) 

ED%99%98 (검색일: 2019. 4. 20).
16) Martin Jirušek(CEEP(Central Europe Energy Partners)), “Where do we go from here?  

Czech energy policy in a desperate need of clear guidance,” 
https://www.ceep.be/czech-energy-policy-clear-guidance/  (검색일: 2019. 4. 4). 

17) 체코정부는 2015년 이후 에너지정책 주요 우선요소를 에너지안보, 경쟁력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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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체코의 주요 에너지 전환정책
시기 주요 내용

2030년까지   ·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배출량 대비 40% 수준으로 낮추고, 그 
이후에는 EU목표 수준으로 감소하고자 함

2040년까지

  · 국내 주요 에너지원으로부터의 전력생산을 전체의 80% 수준으로 높
일 것임.
  · 주요 에너지 비중은 원자력 발전 46~58%, 신재생에너지 18~25%, 
천연가스 5~15%, 갈탄 및 흑탄 11~21%임.
  · 전기가격은 EU 28개국 평균가격 이하 수준, 최대 OECD 국가 평균
가격의 120% 수준을 목표로 하고, 전기비용을 일반가계 비용의 10% 수
준으로 낮출 것임.

출처: KOTRA(정지연)18)

체코는 낮은 천연가스 가격과 사용연수가 연장된 두코바니(Dukovany)19) 
원자력발전소 전력생산의 만회를 위해 석탄보다 탄소배출량이 적은 천연가
스를 사용하는 복합사이클발전 전력생산을 채택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저탄
소에너지의 증가는 미미한 수준으로, 체코의 탄소배출량은 OECD 국가 중 6
번째로 높고 유럽 국가 중에서도 면적대비 높은 수준으로, 2015년 12월에 체
결된 신기후체제(Paris Agreement) 이후 탄소배출량 감소 요구는 더욱 높아지
고 있다.20) 체코 중앙정부는 신기후체제 대응 복합사이클 전략을 통해, 2030
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40% 감축(1990년 배출량 대비), 2040년까지 전
체 전력생산의 80%를 국내 에너지원으로 감당하여 에너지 안보 체제를 구
축할 것과 동 시기 전기가격을 EU 평균 이하, OECD 평균 120% 수준으로 
조정할 것이라 공표하였다(<표 4> 참조).

고 지속가능성으로 변경하였음.
18) KOTRA(정지연), “체코 에너지 정책,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
dataIdx=154255&searchNationCd=101008 (검색일: 2019. 4. 4).

19) 두코바니(Dukovany)는 체코 비소치나(Vysočina) 트레빅(Třebíč) 오벡(obec)에 있는 
지명이다.

20) KOTRA(정지연), “체코 에너지 정책,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
dataIdx=154255&searchNationCd=101008 (검색일: 2019.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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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코의 에너지 생산-소비 현황

<그림 1>에서와 같이, 2017년 기준 체코 내 생산에너지는 석탄 56%, 전력 
27%, 바이오매스 15%, 천연가스 1% 등이며, 소비에너지는 석탄 37%, 석유제
품 21%, 천연가스 17%, 전력 15% 등이다. 생산과 소비격차는 교역에 의한 것
으로, 석유제품 7,782.86 US$, 천연가스 7,330.85US$ 등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
다. 

<그림 1> 체코 에너지별 내역 (2017년 기준) 

출처: Enerdata21)

체코 석탄매장 및 향후 동향으로 체코전력공사(CEZ)는 2020년 중반까지 
1GW 이상의 석탄 화력을 폐쇄할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CEZ 이사 다니엘 베
네스(Daniel Benes)는 체코 언론을 통해 아래와 같이 밝혔다. 유럽의 대기 오
염 통제 하에서 요구되는 업그레이드 비용을 감안할 때 2020년 중반 이후에
는 용량을 운영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며, CEZ 대변인 라디

21) Enerdata, "세계에너지통계 2018: 체코,” 
https://yearbook.enerdata.co.kr/total-energy/world-energy-production.html (검색일: 
2019.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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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브 크리즈(Ladislav Kriz)는 위 사실을 재확인한 바 있다. 체코 국가에너지
정책에 노후화된 석탄 화력발전소를 폐쇄하려는 계획의 광범위한 개요가 요
약되어 있지만, 이번 발표로 CEZ가 단기 폐쇄 및 특정 발전소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기록하였다. 내년 중반까지 폐쇄할 수 있는 용량은 Prunerov-1이며, 
4개 유닛과 총 용량은 440MW, 500MW Melnik-3 및 Melnik-2의 2개의 110MW 
유닛 중 하나, 나머지 Melnik 장치는 약 40km 떨어진 프라하의 열 생산에 중
점을 두고 있으며, CEZ 석탄 플랜트는 회사의 총 생산 63.1 TWh 중 2018 년 
27.7 TWh를 생산, 2019 년의 목표는 석탄 화력 발전소가 29.8 TWh를 생산하
는 것이다.22)

2015년 기준 58.4Mtce에 달하는 1차 에너지 소비에 대한 공급의 구성은 
39.2%의 석탄(총 22.8Mtce, 이 중 6.3Mtce 경탄, 16.5Mtce 갈탄), 16.0% 천연가
스(9.3Mtce) 및 21.1% 오일(12.3 Mtce), 1차 에너지믹스는 16.4% 점유율(9.5Mtce)
의 원자력과 태양광, 수력 및 풍력 발전에 의해 보완되며, 바이오 연료와 폐
기물은 추가로 6.4를 차지하며 1.0%(0.6Mtce)를 차지하였다.23)

[표 5] 체코 석탄생산 및 소비 관련 동향 (2015년 기준)

22) Energy Market price, "Czech Republic's CEZ to close over 1 GW of coal plant by 
mid-2020," 
https://www.energymarketprice.com/energy-news/czech-republic-s-cez-to-close-over-1-gw-
of-coal-plant-by-mid-2020 (검색일: 2019. 8. 4).

23) Euracoal, "the voice of coal in Europe: Czech Republic," 
https://euracoal.eu/info/country-profiles/czech-republic/ (검색일: 2019. 6. 24). 

항목 단위 수치
석탄 자원 및 매장량

경질 석탄(Resources hard coal) Mt 605
갈탄 자원(Resources lignite) Mt 2,338

1차 에너지 생산
총 1차 에너지 생산 Mtce 39.8

경탄 (판매 가능 생산량) Mt / 
Mtce 8.3 / 7.6

갈탄 (판매 가능 생산량) Mt / 38.1 /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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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uracoal24)

24) Euracoal, "the voice of coal in Europe: Czech Republic," 

Mtce
판매가능 석탄품질

경탄 순 발열량 kJ/kg 25,490‑32,07
0

갈탄 순 발열량 kJ/kg 11,600‑20,56
0

경탄 석탄재 함량 % a.r. 4.3‑18.9
갈탄 석탄재 함량 % a.r. 6.0‑37.8
경탄 수분 함량 % a.r. 3.5‑9.9
갈탄 수분 함량 % a.r. 26.5‑38.3
경탄 황 함량 % a.r. 0.42‑0.43
갈탄 황 함량 % a.r. 0.78‑1.44

석탄 수입/수출
경탄 수입 Mt 2.9
경탄 수출 Mt 3.6

1차 에너지 소비
총 1차 에너지 소비 Mtce 58.4

경탄 소비 Mtce 6.3
갈탄 소비 Mtce 16.5

전력 공급
총 발전량 TWh 83.9

순 전력 수입 (수출) TWh -(12.5)
총 전력 소비 TWh 71.4

경탄 발전 TWh 5.7
갈탄 발전 TWh 37.5

경탄 발전 용량 MW 1,200
갈탄 발전 용량 MW 9,600

고용
경탄 채굴 직접 고용 thousa

nd 10,131

갈탄 채굴 직접 고용 thousa
nd 7,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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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석유수입의존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체코는 석유자원이 한정적으로 
매장되어 있어,  러시아에 대한 체코의 석유 수입의존도가 높은 수준이다. 
원유 수입 중 7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아제르바이잔, 카
자흐스탄 등에서 수입. 최근 알제리, 리비아로부터의 원유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러시아산 원유의 대부분은 Druzhba 송유관으로부터 수입된다. 해당 송
유관은 러시아와 파이프 통관국 간 정치적 분쟁으로 말미암아 수차례 수송
이 중단된 바 있다. 러시아는 對유럽 원유 수송에 있어서 Druzhba 송유관 의
존도를 낮추기 위해 여러 대체 노선을 모색하던 중, 발틱해 Ust-Luga 수출터
미널에서 해상수송과 TAL/ILK 송유관을 이용해서 남유럽 국가와 체코로 원
유를 공급하는 대체노선을 개발, Ust-Luga 수출터미널, TAL/ILK송유관 수출
노선의 가동으로 Druzhba 송유관을 통한 러시아 원유의 對유럽 수송량이 크
게 감소하였다.25)

또한 체코 가스수입의존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체코의 가스부문은 1993년
까지 국영기업인 Cesky Plynaresnky Podnik(CPP)가 독점하였으나, 1993년 CPP
는 지주회사로 전환하였고, Transgas 자회사를 설립하여 수송부문을 분리, 
2002년 Transgas의 지분 97%를 독일 RWE가 체코 정부로부터 매입하면서 
RWE Transgas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현재 체코에서 유일한 가스 공급업자
이며 수입업자인 RWE Transgas는 2006년에 EU지침과 체코 개정된 에너지법
에 따라서 가스수송 및 판매부문을 분리 독립시켰고, 이를 자회사인 Net4Gas
社에게 맡겨, Net4Gas社는 러시아 가스의 서유럽 수출을 위한 전체 수송망 
중에서 약2,460km을 관리 운영하며, 2013년 4월 독일 RWE는 Net4gas의 자사 
지분 전량(약 16억 유로)을 Allianz(독일)와 Borealis Infrastructure(캐나다)로 구
성된 국제컨소시엄에 매각하였다.26) 체코 내 천연가스 중요성에 관한 인터
뷰에서 체코 내 WINGAS 중앙유럽 비즈니스 개발관리(Business Development 
Management Central Europe) 업무 담당의 톰 클램트(Tomá Klemt)와 온데즈 퍼
찬(Ondej Pechan)은 천연가스의 중요성에 대해, "천연 가스는 체코 공화국에

https://euracoal.eu/info/country-profiles/czech-republic/ (검색일: 2019. 6. 24). 
25) 임산호·김정아, 「체코 에너지 현황 및 정책」,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권, 6호 (2014), 21쪽.
26) 임산호·김정아, 같은 책,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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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크고 장기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언급하였다.

[표 6] 체코 내 천연가스 중요성에 관한 인터뷰
질문 답변

향후 체코 에너지 
공급에서 천연 

가스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Tomá Klemt: 천연가스는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내 총
생산 중 하나임. 새로운 에너지 개념은 원자력 발전소에 크게 의존
하지만, 이를 건설하려면 많은 투자와 시간이 필요함. 지리적 및 기
후 조건으로 인해 재생 에너지의 잠재력이 제한됨. 이것이 친환경 
에너지 원인 천연 가스가 종종 예상되는 것보다 더 큰 장기적 역할
을 할 것이라 판단하는 근거임. 

체코에서 사용되는 
천연 가스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
Ondej Pechan: 약 1/3은 가정에서 사용되고, 2/3는 산업 및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데 사용됨. 그러나 가스 구동 차량의 수도 증가하
고 있음. 체코는 중유럽 및 동유럽에서 해당 분야를 선도하고 있음.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측면이 강조되어야 

하나.

Ondej Pechan: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구매 포트폴리오, 안전한 
운송 용량 및 지하 가스 저장 시설임. 
Tomá Klemt : 안정적인 공급, 또한 액체 장터, 효과적인 그리드 인
프라, 충분한 경쟁 및 명확한 책임을 필요로 함.

출처: WinGas27)

체코 전력 수출입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체코의 전력 소비량은 매년 증가
추세이며, 2018년 전력 소비량은 73.9TWh로,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체코는 
폴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등 인접국과 전기를 거래하고 있는데, 
전력 수출량은 2018년 25.5TWh이었으며, 수입량을 제외한 순전력 수출은 
13.9TWh를 기록하였다.28)

[표 7] 체코 내 지역 당 설치된 재생가능 에너지 용량

27) WinGas, "Czech Republic to generate less electricity from coal," 
https://www.wingas.com/en/media-library/gaswinner/archive/czech-republic-to-generate-l
ess-electricity-from-coal.html  (검색일: 2019. 8. 4).

28) 아틀라스 뉴스, “체코, 환경규제에 석탄 발전 줄이고 원전 확대,” 
http://www.atla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3  (검색일: 2019. 8. 4).

지역 PV Wind 지열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Ústecký 361 170 25 135 30
Vysočina 460 486 0 72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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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eter-Philipp Schierhorn29)

체코 재생에너지 생산 현황은 다음과 같다. 현재 CEPS에 의해 계획된 강
화는 2030년까지 시행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EU 
공통 관심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① PCI 3.11.1 : Vernéřov와 Vítkov 
사이의 새로운 이중 회로 400kV 라인, ② PCI 3.11.2 : Vítkov와 Přeštice 사이의 
새로운 이중 회로 400kV 선, ③ PCI 3.11.3 : Přeštice와 Kočín 사이의 기존 라
인에 추가 400kV 회로, ④ PCI 3.11.3 : Kočín과 Mírovka 사이의 새로운 이중 
회로 400kV 라인, ⑤ PCI 3.11.3 : Mírovka와 Čebín 사이의 기존 회선에서 추가 
400kV 회로로 구성된다.30)

29) Peter-Philipp Schierhorn, Czech Power Grid without Electricity from Coal by 2030: 
Possibilities for Integration of Renewable Resources and Transition into a System 
based on Decentralized Sources, (Energynautics, 2018), p.8.

30) CEPS, "Transmission system development,"
http://www.ceps.cz/en/transmission-system-development (검색일: 2019. 8. 4). 

Karlovarský 218 116 0 27 9
Královéhradecký 324 28 0 54 31
Moravskoslezský 366 225 0 36 28

Středočeský 864 158 0 72 89
Olomoucký 355 130 0 99 34
Pardubický 313 134 0 63 32
Plzeňský 537 82 0 54 41
Praha 34 0 0 0 2

Liberecký 215 45 25 45 10
Jihočeský 687 149 0 81 50

Jihomoravský 502 291 0 117 57
Zlínský 265 35 0 54 20
총량 5,500 2,050 50 900 485

2017 설치 2,100 278 0 426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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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체코의 신기후체제 대응 정책 전환 및 사례
1. 체코 에너지 정책 내 공정한 전환의 시작

체코의 에너지 정책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 사건은 1990년대 북부 보헤미
아 지역 갈탄 광업 관련 문제에서 비롯된다. 1991년 당시 중앙정부는 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대한 채굴작업 금지를 결정하였으나, 채굴기업들은 다양한 
통로를 통해 금지령을 해제시키고자 압력을 행사하였다. 정부의 토지생태계 
한계 논리에도 불구하고 호르니 유이르제틴(Horní Jiřetín)과 체르니체(Černice) 
두 마을의 생존 문제에 관한 지방정부와의 논쟁은 20년 가까이 지속되었
다.31) 이 문제는 북부 보헤미아 지역이 체코에서 가장 빈곤한 지역으로, 구
조적 실업과 경제 변화 대처 능력이 없는 상태의 산업실패 상황이었기 때문
에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았고, 2000년대 이후 본격적인 에너지정책이 제시된 
이후에도 이 문제에 관한 명확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32)

[표 8] 체코 내 석탄 지역의 통계 데이터 분석

31) ČTK, “Historie Limitů Těžby Hnědého Uhlí v Severočeské Uhelné Pánvi,” 
http://oenergetice.cz/energetika-v-cr/historie-limitu-tezby-hnedeho-uhli-v-severoceske-uhel
ne-panvi/ (검색일: 2019. 4. 4).

32) Martin Jirušek(CEEP(Central Europe Energy Partners)), “Where do we go from here? 
Czech energy policy in a desperate need of clear guidance,” 
https://www.ceep.be/czech-energy-policy-clear-guidance/ (검색일: 2019. 4. 4).

체코 Ústecký  Karlovarský  Moravskoslezský
주민수(2017) 10,610,055 821,080 295,686 1,205,886

일인당 GDP (2016) 451,785 333,521 300,894 385,247
평균월급 (2016) 31,062 24,482 27,147 27,877

1000명당 
인구 증가

2015 1.5 -1.40 -0.30 -3.60
2016 2.40 -1.80 -1.10 -2.80
2017 2.90 -0.40 0.50 -3.30

실업률(15-64세)(2017) 3.77 5.39 3.47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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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Dan Heuer33)

체코 내 석탄광산 지역 현황 및 전환 과정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체
코의 석탄광산 지역은 가장 저개발 지역에 해당한다. 해당 지역의 구조적 낙
후성에 관한 원인 분석 및 대안 제시는 여러 번 진행된 바 있으나 뚜렷한 성
과가 없었던 가운데, 체코 정부 이니셔티브에 의해 최근 재시행 되었다.34) 

33) Dan Heuer, “Just Transition in Czech Republic,” 
https://eko-unia.org.pl/wp-content/uploads/2018/06/mini-report-2-_Czech_Republic.pdf 
(검색일: 2019. 8. 4). 

34) Ministerstvo pro Místní Rozvoj ČR, “Strategický rámec hospodářské restrukturalizace 
Ústeckého, Moravskoslezského a Karlovarského kraje,” 
http://restartregionu.cz/content/uploads/2016/10/Strategicky_ramec.pdf  (검색일: 2019. 

고용율(2017) 5,221,600 385,200 149,600 581,400
광업 및 채석장 일자리 

비율(%) (2017) 0.75 2.2 3.9 2.8
전기, 가스, 열 및 전력에서 

일자리 비율(%)(2017) 1 1.8 0.8 1.2
석탄산업의 일자리 수 

최대점유율(2017) 1.75 3 4.7 3
석탄 산업의 일자리 수 

(전국의 경우 전체 광업 및 
에너지 산업 포함)

91,378 11,556 7,031 17,442

교육 구조 
% (2016)

초등 13.80 19.80 19.30 16.30
중등(졸업×) 33.90 36.50 37.20 35.70
중등(졸업) 33.70 31.90 31.70 32.10
고등교육 18.50 11.40 11.70 15.30

의사 일인당 주민수(2016) 254 273 238 235
일시적 실직 평균비(2017) 4.26 4.55 3.47 5.14

직업병 수치(2016) 1,278 47 10 438
숙박객(2017) 20,001,000 592,462 1,259,417 896,742

주민 1000명당 등록된 
범죄 (2017) 19.20 21.40 13.2(2006) 20.50

사형 집행자 비율(2017) 9.70 18.08 17.45 10.87
전년 대비 사형 집행 증가 

(2017) 3.40 8.80 10.30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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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서부 보헤미아 지역은 2차 세계대전 전후의 사정 그리고 대규모 갈탄 채
굴에 의한 환경 파괴 등으로 지역의 상황이 상당한 수준으로 악화되었다. 
1980년대 말부터는 오염에 의해 지역 상당부분에 주민의 주거가 불가능해 
졌으며, 사회적으로 불리한 사람들의 유입으로 실업이 증가하는 등 부정적 
상황이 증폭하게 된다.35) 이러한 북서부에 비해 모라바슬레스코 주
(Moravskoslezský) 지역은 장소성에 의한 특징이 부각되지는 않았다.36)

체코 내 석탄 지역의 통계 데이터를 살펴보면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이해
할 수 있다. 우스티 주(Ústecký), 카를로비바리 주(Karlovarský) 및 모라바슬레
스코 주 해당 석탄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여러 지표에서 결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 <표 8>은 전국 및 3개 석탄 지역에 대해 선택된 데이터
를 제시한다. 체코 전체와 비교할 때, 석탄지역의 GDP는 66.60%~85.27%에 
불과하다. 3개 지역 평균이 전체 GDP의 75.23%에 그친다. 2015년~2017년 간 
체코 전체 국민인구는 늘어나고 있으나, 3개 지역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실
업률 또한 전체에 비해 높은 편이며, 중등·고등교육 비중 또한 낮은 편이다. 
위의 석탄지역의 생활지표 자체가 열악하여, 석탄산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감축시키게 된다면, 해당 지역은 자율적으로 산업 전환을 통해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제반 여력이 없는 상황인 것이다. ‘공정한 전환’을 주
장하는 측은 이러한 점에 주목한다. 전지구적 그리고 유럽 지역 차원의 에너
지 전환이 이들 지역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에너지 전환에 직면하여 사양
화된 산업, 지자체, 실직자들이 행위자로 구성되지 않은 신기후체제는 결국 
사회적 이분 현상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제도를 민주적이라거
나 정의롭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체코 재생가능에너지협회(Czech Renewable Energy Association)가 제공하는 
4. 4).

35) Dan Heuer, "Just Transition in Czech Republic," 
https://eko-unia.org.pl/wp-content/uploads/2018/06/mini-report-2-_Czech_Republic.pdf 
(검색일: 2019. 8. 4). 

36) Ministerstvo pro Místní Rozvoj ČR, “Příloha 1 Vstupní analýza Strategického rámce 
hospodářské restrukturalizace Ústeckého, Moravskoslezského a Karlovarského kraje,”  
https://restartregionu.cz/content/uploads/2016/10/39509_ma_ST-RES_priloha1.pdf 
(검색일: 2019.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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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체코의 에너지전환 정책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시
나리오의 주요 특징은 대부분의 석탄 화력발전소의 해체로 재생 가능에너지 
의존 용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6185MW의 갈탄과 800MW의 경질 석
탄 발전소로 구성되며, 1825MW의 갈탄 및 696MW의 경질 석탄 CHP (산업용 
캡 발전기 포함)가 계속 운영, 또한, 원자력 발전소는 온라인 상태로 유지되
고, 새로운 대형 CCGT 설비와 소형 가스 연소 CHP 모두에 의해 가스 연소 
용량이 증가함을 나타낸다.37)

[표 9] 체코 내 기존 설치 발전 전력
연료 및 기술 2017 설치 2030 설치 비고

원자력, VVER-440/213 2,040MW 2,040MW 구 소련 기본량 단위
원자력, VVER-1000/320 2,250MW 2,250MW 소량의 잠재적 유동성 존재

갈탄 8,707MW 1,825MW CHP with preferred heat remain
경탄 1,496MW 696MW CHP with preferred heat remain

천연가스 CCGT 1,043MW 1,646MW CHP 포함
천연가스 OCGT 170MW 170MW Peak / backup plants

천연가스 small CHP 220MW 980MW 열 수요에 의해 전달
수력 1,090MW 1,142MW 강 및 저수지

양수발전장치 1,130MW 1,175MW
출처: Peter-Philipp Schierhorn38)

체코 정부는 석탄 화력발전소의 완만한 페이드아웃(fade out) 조치와 더불
어 원자력발전 중흥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체코 정부는 유럽 내 높은 수준
의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에너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전체 전력생산의 
50%를 원자력발전에 의존하고자 한다. 현재 체코는 두코바니(Dukovany) 원
전(VVER-440 4기)과 테믈린(Temelín) 원전(VVER-1000 2기) 총 6기 원자로를 
가동, 총 전력의 약 30%를 공급하고 있다. 2015년 6월 정부는 신규원전건설
37) Peter-Philipp Schierhorn, Czech Power Grid without Electricity from Coal by 2030: 

Possibilities for Integration of Renewable Resources and Transition into a System 
based on Decentralized Sources, (energynautics, 2018), p.7.

38) Peter-Philipp Schierhorn, Czech Power Grid,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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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안을 채택하여 두코바니에 신규 원자로 1기, 테믈린 원전에 추가 원자로 
3기 건설을 계획을 공표하였다. 2016년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에 관심을 
보인 6개 회사는 Rosatom(러시아), Westinghouse(일-미 합작), EDF(프랑스), 
ATMEA(프랑스 Areva-일본 미쓰비시 합작), 한수원(한국) 및 CGN(중국)으로, 
예상했던 모든 6개 공급자들이 체코의 정보요청서(RFI) 제출 요구에 응답하
였다.39) 안드레이 바비스(Andrej Babis) 총리는 Dukovany 원전을 검토한 후 
100% 자회사 설립을 통한 공급업체 입찰 시행, 합자 회사 설립 가능성 및 자
금 제공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체코 정부는 3가지 옵션에 대해
서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해당 옵션은 ① CEZ社 자회사가 정부 지원을 
통해 신규 원전 건설, ② 정부가 CEZ社의 자회사 매입을 통해 원전 건설, ③ 

CEZ社의 분사(바비스(Babis) 총리는 반대 의사표명)이다.40) 
더불어 체코정부는 에너지정책에 따라 대규모 투자를 예정하고 있다. Sec. 

24(10)(j) of the Energy Act (Act No. 458/2000 Coll.) 조항에 따라 ČEPS는 TS 개
발을 위한 10년 투자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ČEPS는 2017-2026년을 위한 10
년 TS 개발 계획을 2016년 9월 작성하여 공식사이트에 게시하였다. 체코 내 
400 킬로볼트(kV: kilovolt) 및 220 kV 전압 레벨에서 작동하는 전송 시스템 
(예: 전체적으로 전력 시스템의 기초)은 체코 전체 영역에서 전기 전송을 보
장하며 유럽 네트워크의 국제 상호 연결의 일부이기도 하다. 이 시스템은 배
전 시스템에 전력을 공급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전력을 공급한다. 국경 간 라
인은 모든 인접 국가의 시스템과 체코 TS를 연결하는 데 사용되므로 대륙 
유럽의 전체 전력 시스템과 동기적으로 작동한다. 회사의 100%를 소유하고 
ČEPS a.s.의 단독 주주인 체코 공화국은 체코 산업 무역부에 주주권리를 행
사하도록 청구한다.41)

39) 주체코대사관, “체코 신규 원전사업 언론보도,”  
http://overseas.mofa.go.kr/cz-ko/brd/m_8940/view.do?seq=1275283&srchFr=&amp%3Bs
rchTo=&amp%3BsrchWord=&amp%3BsrchTp=&amp%3Bmulti_itm_seq=0&amp%3Bitm
_seq_1=0&amp%3Bitm_seq_2=0&amp%3Bcompany_cd=&amp%3Bcompany_nm=&page
=2 (검색일: 2019. 4. 4).

40)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원전시장 인사이트』 No. 2018-08-10 (에너지경제연구
원, 2018), 37쪽.

41) CEPS, Development Plan for the Transmission System of the Czech R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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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사례

체코 중앙정부 차원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더불어 지방정부 차원의 자발
적 에너지 전환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크네지체(Knezice) 지방정부의 100% 
재생에너지 전환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크네지체 지역의 에너지센터 관리 주체는 크네지체 시 정부다.42) 에너지
센터는 민관협력 관리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역 농가가 제공하는 곡물, 
짚, 식물줄기 등 농업부산물과 식물성 쓰레기를 사용, 열병합한 후, 난방에 
필요한 우드 팰릿을 생산하고, 이후 타고 남은 재와 바이오 가스 폐기물은 
토지 비료로 활용하는 시스템이다.43) 현재 크네지체는 에너지 자급자족에 
그치지 않고 소비를 월등히 능가하는 전기를 생산하여 다른 지자체에 판매
하고 있다. 크네지체 시장 밀라노 카자다(Milano Kazda)는 “이 시스템을 다른 
지자체에 추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수로부터 경험을 얻기를 권장한
다.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마을은 이러한 우수
성을 인정받아 2015년 European Solar에서 체코 Sola상을 수상했으며, 최근 글
로벌 시장협약(CoM)에 서명하고, 인근 다섯 개 지역의 글로벌 시장협약을 
주도하고 있는 한편, 이를 모범 삼아 인근 지역들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계
획(Sustainable Energy Action Plan, SEAP)을 계획 중이며, 체코의 RURENER 클
럽(유럽의 에너지 전환을 향한 농촌 지역 네트워크) 설립을 추진하여 왔
다.44) 

2017-2026 (CEPS, 2017), p.5.
42) 크네지체시는 프라하에서 80㎞ 떨어져 있으며 보헤미아(Bohemia) 지역에 위치

한다.
43) 100% Res Communities, "Energy self-sufficient village Kněžice,”  

http://www.100-res-communities.eu/national_leagues/clu_czec/best-practices/energy-self-s
ufficient-village-knezice (검색일: 2019. 4. 4).

44) 이클레이(ICLEI) 한국사무소, “[기후변화][COP24] 지방정부를 위한 주요 논의결
과,” 
http://www.icleikorea.org/board/board.htm?cmd=view&board_no=2174&board_gbn=100
&search_gbn=&search_word=&amd=lowcarbon&preface=53&category_gbn=&focus_gub
un=yes (검색일: 2019.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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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크네지체 시 바이오매스 에너지센터 현황
체코 내 Knezice 위치 에너지원 투자금

바이오매스 열병합 
발전소(전력 330 kW, 
난방 405 kW규모)

- 유럽 지역 개발 
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8370만 코루나(한화 약 

42억)
- 주 환경 기금(State 

Environmental Fund)에서 
110만 코루나(한화 약 

5,500만원)

바이오매스 난방 
발전소(800kW와 
400kW의 두 개의 

보일러)

출처: 다음 문헌을 토대로 연구팀이 표 정리함.45)

체코는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과 더불어 기업, 대학이 참여하여 중동부유
럽 전기자동차 생산기지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폴란드, 체코 등 중동부유
럽 국가들은 EU 내 기후변화 대응 선진그룹과는 달리, 차별성 있는 전략을 
통해 자국 내 전기자동차 생산기업을 유치하여, 전기자동차 생산기지의 거
점이 되고자 노력해 왔다. 체코의 일반 자동차산업은 체코 GDP의 5.6%(2017
년 GVA 기준) 차지하고 제조업의 21%를 차지하는 중요 산업이며, 2017년 유
럽지역 자동차 생산량 5위를 차지하고 CEE지역에서는 자동차산업 GVA 최
대 국가로 글로벌 100대 부품기업 중 56개사가 체코에 위치하고 있어 자동
차 제조기반이 잘 갖춰져 있다.46)

45) 100% Renewables, "Knežice, Czech Republic," 
http://www.go100re.net/properties/knezice/ (검색일: 2019. 4. 4).

46) KOTRA(정지연), "체코 자동차산업 현황,” 
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
dataIdx=171744&searchNationCd=101008 (검색일: 2019.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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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체코 전기자동차 신규 등록 대수 추이

출처: KOTRA47)

체코 최대 기업인 스코다와 ČEZ는 전기자동차 발전을 위해 협업해 왔다. 
스코다는 2025년까지 전기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생산을 전체 생산의 25%
까지 끌어올리고 최소 5개의 전기차 모델을 출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국영 전력회사인 ČEZ는 고속도로를 따라 40여 개의 전기 자동차 충전소를 
건설하는 등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고 전기자동차 개발을 위해 
스코다와 협력할 계획을 공표하였다.48)

[표 12] e-mobility 관련 체코 공과 대학

47) KOTRA, “체코 전기자동차 시장 현황,” 
https://news.kotra.or.kr/common/extra/kotranews/globalBbs/383/.../56825.do (검색일: 
2019. 4. 4). 

48) KOTRA(정지연), "체코 친환경 자동차로의 변화 움직임,” 
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
dataIdx=157483&searchNationCd=101008 (검색일: 2019. 4. 4).

오스트라바 공대
(Technical University of 

Ostrava)
프라하 공대

(ČVUT: České vysoké 
učení technické)

웨스트 보헤미아대학
(University of West Bohemia)

오스트라바 공대는 
2014년 학생들이 

디자인한 자동차인 SCX 
프로토타입을 발표함. 
SCX는 4개의 동기식 

모터를 갖춘 전기 
스포츠카로 모터출력이 

총 295마력에 달함. 

2010년 이후 프라하 
공대에 있는 

전기공학과 학생들은 
e-Formula 

Student에서 다섯 
가지의 모노 

포스트(1인승을 
기본으로 한 경주차) 

Plzeň(플젠) 지역에 있는 웨스트 
보헤미아 대학은 전기차 개발의 
또 다른 중심지임. 동 대학은 

2010년 전기 hot rod(핫 
로드)인 HER을 150일 만에 

개발하여 발표함. 
3년 후, 동일한 연구팀이 최고 
속도 130km/h의 16kW 전기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1-3)
대수 증감률 대수 증감률 대수 증감률 대수 증감률 대수 증감률

BEV 39 -58% 187 397% 331 77% 233 -30% 88 76%
PHEV 11 -31% 55 400% 128 133% 130 2% 60 131%
합계 50 -54% 242 384% 459 90% 363 -21% 148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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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체코투자청49)

더불어 전기차 생산기지 활성화를 위해 체코정부는 e-mobility 관련 공과대
학들을 육성, 지원하고 있다. 오스트라바 공대는 2014년 학생들이 디자인한 
자동차인 SCX 프로토타입을 발표하였으며, 프라하 공대에 있는 전기공학과 
학생들은 e-Formula Student에서 다섯 가지의 모노 포스트(1인승을 기본으로 
한 경주차)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다. 웨스트 보헤미아 대학은 전기차 개발
의 또 다른 중심지다. 동 대학은 2010년 전기 hot rod(핫 로드)인 HER을 150
일 만에 개발하여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서 전기자동차 관련분야의 정부-기
업-대학 간의 산학협력을 강화하여 시너지를 구축하고자 한다.

Ⅴ. 결론 
본 논문에서는 에너지 정책 전환 과정에서의 ‘공정한 전환’의 학술적, 사

회적 개념화를 위해 체코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본고에서는 ‘공정한 전환’ 개
념이 처음으로 제시된 1970년대부터 2018년 당사국 총회까지 변화를 구체적
으로 검토하였다. ‘공정한 전환’은 초기 재분배, 비민주적 제도 및 결정 방식, 
사회문화적 차별화 문제로 제기되었으며, 최근에는 취약계층, 사양산업 그리
고 쇠퇴하는 지자체 등 구체적인 행위자 간 이해관계에 집중되었다. 이전 시
기는 사회와 환경 전반에 걸친 포괄적 범위의 변화에서 ‘공정한 전환’이 개

49) 체코투자청, “그린 모빌리티,” www.czechinvest.org/ko (검색일: 2019.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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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화되었다면, 최근에는 구체적인 기후변화 정책이 이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직접 당사자의 요구와 입장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체코는 기후변화 정책 이행 단계 이전인 1990년대부터 갈탄 채굴로 인한 
지역 환경 문제에 직면했다. 해당 지역의 오염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중앙정
부의 환경-산업 정책과 지방정부의 생존 문제가 부딪히며, 에너지 정책 전환
의 공정성에 관한 실제 사례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면서도, 에
너지 수급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체코는 에너지정책의 복합사
이클 전략을 제시하였다. 자국의 환경을 고려한 에너지 믹스 정책을 유지하
며, 주변국과 협력하며, 지방정부의 상황을 지원하고 자발적 전환 사례를 지
원하는 전략을 펼쳐왔다. UNFCCC의 교토체제가 파리협정 이후 신기후체제
로 이어지며 전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이 진전되고 있다. 나아가 EU는 지역 
차원에서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기후대응 정책 목표를 제시하며 회원국을 독
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전 당사국이 기후변화체제에 참여하는 시기를 맞
이하여, 에너지 전환이 직접 이행되는 지역에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고려되어야 한다. 에너지 전환이라는 글로벌 이슈에 직면하여 사양
화된 산업, 지자체, 실직자들이 자신에게 닥칠 변화에 대해 직접적 이해관계
자로서 참여할 수 없다면 이는 제도로써의 민주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는 
신기후체제가 사회적으로 박리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며, 여전히 치우친 
레짐으로 지적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환경이슈를 주도해 온 EU는 최근 여러 환경갈등의 위기에 노출되어 왔다. 
최근에는 2050년까지 순 배출량 제로에 대한 EU 주요 8개국들의 요구를 독
일, 이탈리아, 폴란드가 거부하였다. 지난 2019년 5월 루마니아 시비우(Sibiu)
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기후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로 거론되었다.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8개국은 온
실가스 배출을 늦어도 2050년까지 제로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함으로써 
기후변화협약 초안을 의결하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EU 예산 중 다음 7년 장
기예산의 25%를 기후변화 문제에 할당해야 함을 주장하였으나, 2019년 초부
터 폴란드, 헝가리, 체코와 더불어 독일은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가 야심차게 준비해 온 기후변화 이슈에 관해 저지하기 위해 EU정상회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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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협력해 왔다.50) 
이와 같이 기후변화 문제는 때로는 글로벌 이슈로서,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이해를 같이 하는 국가 간 협력으로 조정되고 갈등을 빚어왔다. 이제 신기후
체제를 맞이하여, 구체적인 이행목표와 세부정책이 진행됨에 따라 이해관계
자 간 사회적 협력과 조정, 참여와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50) Independent, "Climate crisis: Germany, Italy and Poland reject call for net zero 
emissions by 2050, leaked paper indicates," 
https://www.independent.co.uk/environment/climate-change-environment-eu-brexit-germa
ny-italy-poland-net-zero-emissions-leak-a8904541.html (검색일: 2019.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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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Just Transition’ in New Climate Regime and the Energy 
Policy: A Case of the Czech Republic's Strategy*  

HyunJung KIM**·SukJun LIM***·SangWuk AHN****

This paper analyzes the energy policy strategies and the case of the Czech 
Republic, which has led the argument of ‘just transition.’ The Czech Republic has 
established and implemented ‘a national-centered complex strategy cycle policy’ that 
responds to the pressure of climate change policy from outside, such as the EU 
and the new climate regime, in the way of central government policy and local 
government support. The Czech Republic has maintained the stability and 
independence of energy supply and demand by actively reviewing the given energy 
environment and consumption situation and selecting energy mix. It has been 
through the process of understanding and coordin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central government by reviewing the situation of the region facing energy 
transition.

This study examines the academic and social concepts of 'just transition' through 
the case of Czech Republic.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global climate change 
response is progressing, leading to the new climate regime, 'just transition' should be 
focused on the institutional democracy, the justification of particip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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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keholders, and the fairness of the transition policy. In particular, it points out 
that local governments, companies and unemployed people, which are subject to the 
transition, should be the parties to the dialogue in the COP.

Key words: Energy policy, climate change, the European Union, sustainability, the 
new climate regime, just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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